개선과 국제관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지부는 1954년 설립됐으며 출범 초기엔 6·25전쟁으로 붕괴된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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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현재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지식교류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자료제공 : 2016. 4. 12(화)

신문팀장

2133-6207

박 경 환

담당자
강 승 화

12일(화) 박원순 시장 일정
2133-6255

박원순 시장, 4.13 총선 D-1… 투표소 편의시설, 안전관리 점검
□ 박원순 시장은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화) 16시20분 종로구
가회동투표소(북촌로 4길 7, 재동초등학교)를 찾아 투표소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1. 아시아재단 총재 면담 및 양해각서 체결 (서울시청 6층 시장집무실, 15:30~15:50)
※ 면담자 소개

성 명 : 데이비드 아놀드(David D. Arnold)
 학
력 : 미시건주립대학교 학사, 행정학 석사, 인문학 명예박사
 주요경력 : 아시아재단 총재(2011 ~ 현재)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총장(2004~2011)
포드재단 인도, 네팔, 스리랑카 대표(1987~1991)


(담당부서 : 국제교류담당관 미주구주팀장 나형선 ☎2133-5284)

□ 박 시장은 휠체어 이동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비상구, 소화기 관리
같은 시설안전을 확인‧점검하고, 투표소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내일
하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한다.
○ 박원순 시장은 앞서 사전투표(8일~9일 06시~18시) 첫날인 8일(금) 오전 서울역에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현장점검 (종로구 가회동투표소, 재동초등학교)

시 간

16:20
16:20～16:30 10'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완료했으며, 7일(목)에는 서울시청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16:30～16:40 10'

방문기관 및 내용

∘재동초등학교 도착
∘투표소 장애인 이동통로 등
편의시설 및 시설안전 점검
∘ 투표소 현황
∘ 투표소 설치 관계자 등 격려

비 고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2133-5820)

□ 한편, 박 시장은 앞서 15시30분 시장집무실에서 데이비드 아놀드
(David D. Arnold) 아시아재단 총재와 만나 서울과 아시아재단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우호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아시아재단은 아시아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아시아 국가와 미국간 관계
향상을 위해 1954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재단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 18개국에 지부를 통해 정책과 법률, 여성 권익, 경제 제도
- 1 -

- 2 -

